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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bility of monascus pigment produced by Monascus sp. MK2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light, pH, temperature, organic acid, synthetic antioxidant, and natural substance. The light stability
was increased (sun light < fluorescent lamp < ultraviolet rays < dark condition) when storing the
monascus pigments. Although the monascus pigments were stable in the range of pH 3.0, the degra-
dation rate of pigment was increased at pH 11.0. The stability of monascus pigment gradually de-
creased as temperature increased. In addition, pigment stability was increased by adding the synthetic
antioxidant and natural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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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색소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의류염색 등 매우 다양

한 용도로 이용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식품에 있어서의

색소는 관능성을 높여 제품의 가치를 높이며, 소비자의 구매

충동과 식욕을 돋우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 8, 12]. 식용

으로 사용되는 색소는 일반적으로 화학적 합성색소와 천연색

소로 구분되며, 가격이 저렴하고 착색이나 염색하기 쉬운 것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타르계 인공합성 색소가 오늘날까지

각종 식품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어 왔다[18, 25].

1960년대 타르계 색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합성 색소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현재 사회에서 많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9]. 합성색소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면 미국에서 1950년에

발생한 인공색소 오렌지 1호의 과용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집

단 중독사건을 계기로 그 동안 식품첨가물로서 사용이 허가되

었던 각종 인공색소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작되었다

[1]. 그 결과 식용 적색색소 1호는 간장독(hepatotoxic agent)으

로 작용하는 것이 밝혀졌고[24], 식용 황색색소 5호 및 6호에서

는 발암성 물질(carcinogen)인 β-naphthylamine이 형성된다

는 사실이 밝혀졌다[4].

따라서 천연색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가 증대됨에 따라

천연색소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10], 천연색소

의 공급원으로는 특정 식물의 꽃, 잎, 뿌리 및 열매로부터 얻는

식물성 천연색소와 미생물이 생산하는 미생물 천연색소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생물 유래의 천연색소는 그 배양

기간이 타 천연색소 공급원보다 짧고 비교적 저비용으로 생산

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생물 색소

의 공급원으로 중국대륙과 대만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600 여년 전부터 사용되어 홍주, 육류가공, 홍두부 및 기타

음식물의 착색에 이용되는 홍국(Ang-khak)이 있다[9].

한편, Monascus 속 균주가 생산하는 홍국색소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로는 홍국색소의 생성능이 우수한 M. pilosus, M.

purpureus 등의 균주가 생산하는 홍국색소에 대한 안정성 연구

[15, 21]와, 홍국의 황색색소 monascin에 대한 안정성 연구[22]

등이 있으며 아직까지 홍국색소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며, 이러한 홍국색소의 안정성은 사용하는 균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량의 홍국색소를 생산하는 균주인

Monascus sp. MK2 균주를 이용하여 홍국쌀을 제조한 다음

80% ethanol 가용성 색소를 추출하였으며, 이들 홍국색소의

광, 온도, pH, 유기산, 합성 항산화제 및 천연물 추출물의 첨가

에 따른 홍국색소의 안정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

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사용 균주 및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본 연구실에서 신규 분리한 균주

들 중에서 홍국색소 생산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Monascus

sp. MK2 균주[6]를 홍국쌀 제조에 발효 균주로 선발하여 본



670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5

실험에 사용하였다. 홍국쌀 제조를 위해 Monascus sp. MK2의

전배양 기본 배지로 3% rice powder, 0.15% NaNO3, 0.1%

MgSO4․7H2O 및 0.25% KH2PO4, pH 6.0으로 구성된 Lin's

배지[16]를 사용하였으며, 본 배양은 전 배양과 동일한 Lin's

배지에 Monascus sp. MK2 전 배양액을 2% (v/v)로 접종한

후 초기 pH 6.0, 배양온도 30℃에서 130 rpm으로 5일간 진탕

배양하여, 홍국쌀의 제조를 위한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홍국쌀의 제조

홍국쌀을 제조하기 위하여 경북 안동시 풍산 RPC 양반쌀

(추청)을 사용하였으며, 쌀은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0분간 침지 후 1시간 이상 물 빼기를 하여, 초기 수분함량이

28~30% 되게 맞추고 각각 100 g을 배양 용기에 넣어서 121℃

에서 30분간 증자하였다. 30℃ 정도가 되게 냉각 후 본 배양한

배양액을 2% (v/v)가 되도록 접종하여 30℃ 항온배양기에서

20일간 배양하였고, 홍국균 배양체의 덩어리를 하루에 3회 흔

들어 주어 덩어리 형성을 방지하였으며, 배양 완료 후에는 5

0℃에서 수분함량 10% 이하로 건조하여, 냉장보관하면서 실

험에 사용하였다.

홍국색소의 추출과 정량

Ethanol 가용성 홍국색소 추출을 위하여 80% ethanol을

사용하였으며 홍국쌀과 ethanol 간의 비율은 1 : 9로 하여 추

출하였다. 이것은 홍국쌀 50 g에 80% ethanol을 450 ml 가하

여 30℃에서 1 시간 동안 130 rpm으로 진탕하여 80% etha-

nol 가용성 색소를 추출하고, 이를 여과하여 상등액을 80%

ethanol로 희석하여 본 실험에서의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홍

국색소의 측정은 UV-VIS spectrophotometer (Hewlett

Packard 8453, Germany)를 사용하여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천연물 추출물의 제조

천연물 시료인 복분자와 생강을 증류수와 1 : 10의 비율로

하여 80℃에서 12시간 열수 추출하고 Whatman No. 2 여과지

로 여과하여, 그 액을 동결건조 한 후 본 실험에서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광에 대한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을 태양광 조건, UV 조건, 실내(형광) 조건

및 암 조건하에 각각 8주간 보관하면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홍국색소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온도에 대한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을 4, 30℃에서 8주간, 50, 70 및 90℃에서

12시간 각각 보관하면서 저장시간에 따른 흡광도를 측정하여

홍국색소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pH에 대한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을 1 N NaOH 또는 1 N HCl을 사용하여

pH를 3.0, 5.0, 7.0, 9.0 및 11.0으로 조절하여 각각의 시료를

암 조건하에 8주간 보관하면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홍국색소

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유기산의 첨가에 따른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에 acetic acid, citric acid 및 lactic acid를

각각 0.1, 0.3, 0.5%로 첨가하여, 암 조건 하에 8주간 보관하면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홍국색소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합성 항산화제 및 천연물 첨가에 따른 태양광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에 합성 항산화제로서 Vitamin-C를 0.1,

0.3, 0.5%와 천연물로서 복분자, 생강 추출물을 0.1, 0.3, 0.5%로

각각 첨가하였을 때, 태양광 조건에서 8주간 보관하면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홍국색소의 변화 정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광에 대한 안정성

미생물 유래 천연색소인 Monascus sp. MK2가 생산하는 홍

국색소를 식품첨가물로 이용시 합성색소 대체 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광에 대한 홍국색소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

여 홍국색소 추출액을 태양광, 실내(형광), 자외선 및 암소에

8주간 두면서 저장시간에 따른 홍국색소의 함량변화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Fig. 1과 같이 암소에 보관할 때가 가장 높은 안정성

을 보였는데 저장 4주까지는 홍국색소 함량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그 이후로는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

장 8주째에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약 85.0%로서 15.0%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는 태양광<실내(형광)<자

외선 조건 순서로 안정함을 볼 수 있었으며 태양광 조건에서

는 홍국색소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외선

조건과 실내(형광)에서는 저장 2주까지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

의 97.1%, 95.6%로서 비교적 안정하였으나 저장 8주째에는 초

기 홍국색소 함량의 55.4%, 48.9%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조건에서는 저장

1주째부터 홍국색소 함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장 8주째에

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15.6%로 약 84.4%의 감소율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Monascus 속을 이용한 식용 홍국색소의 제

조에 있어서 자외선이나 형광조건에서는 비교적 안정하였지

만 태양광 조건에서는 급격한 색소의 감소를 보였다고 발표한

Kim 등[11]과 Kim 등[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로써 홍국색

소는 태양광 조건에서의 안정성이 요구되므로 저장시에 암

조건이나, 갈색병류 등에 보관한다면 홍국색소의 안정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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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ability of pigment produced by Monascus sp. MK2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 Stability rate of pigment (%)

was calculated by the ratio of degradation rate of monascus pigment from Monascus sp. MK2 at after storage in the different

temperature conditions (4, 30, 50, 70 and 90℃).

Fig. 1. Stability of pigment produced by Monascus sp. MK2 dur-

ing storage under different light conditions at 8 weeks.

Stability rate of pigment (%) was calculated by the ratio

of degradation rate of monascus pigment from Monascus
sp. MK2 at room temperature after storage for 8 weeks

in the different light conditions (fluorescent lamp, ultra-

violet rays, sun light and dark).

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에 대한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의 온도(4, 30℃에서 8주간, 50, 70 및 90℃

에서 12시간)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시료

를 8주 및 12시간 동안 두면서 저장시간에 따른 홍국색소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Fig. 2와 같다.

Fig. 2와 같이 4℃와 30℃에서는 저장 2주째까지 각각

99.2%, 95.2%로 비교적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나, 저장 3주째부

터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저장 8주째에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각각 86.8%, 69.8%로 약 13.2%, 30.2%의 감소율을 나타

내었다(A). 또한, 50, 70 및 90℃에서의 저장시간에 따른 홍국

색소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50℃에서는 저장 12시

간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87.43%로 약 12.57%의 감소율을

나타내었고, 70℃에서는 저장 12시간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량

의 81.4%로 약 18.6%의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며, 90℃에서는

저장 12시간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60.76%로 약 39.24%의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B).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홍국색소는 온도가 높아지고, 처리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색소의 감소율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본 색소를 사용하여 식품첨가물로서 실제 적용시킬 경우

50~90℃ 정도에서 30분~1시간 정도의 단시간 열처리 시간을

통한다면 약간의 색도 변화는 예상되지만 크게 색도나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정도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Park 등[21]은 Monascus pilosus 유래의 ethanol 가용성 홍국

색소의 경우 60~80℃에서의 열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하였으

며 Min [17], Kim 등[11] 및 Lim 등[15]은 70% ethanol에 용해

되는 균체내 적색색소 및 황색색소가 60~100℃에서 1시간 동

안 안정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Park 등[20]이 보고한 com-

et 무에 함유된 적색계인 anthocyanin의 경우 40℃에서 10일

간 저장시의 감소율이 50%, Lee 등[14]이 보고한 맨드라미꽃

에 함유된 적색계 색소인 betacyanin의 경우에는 100℃에서

60분간 처리하였을 때의 감소율 92%와 비교하였을 때

Monascus 색소의 열안정성은 일반 천연색소에 비하여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anthocyanin, chlorophyll, car-

otenoid와 같은 색소의 열안정성도 가열온도와 저장시간의 경

과와 함께 저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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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H on the stability of pigment produced from

Monascus sp. MK2 during storage at dark condition.

Stability rate of pigment (%) was calculated by the ratio

of degradation rate of monascus pigment from Monascus
sp. MK2 at room temperature after storage for 8 weeks

in the different pH conditions (3.0, 5.0, 7.0, 9.0 and 11.0).

pH에 대한 안정성

홍국색소 추출액을 1 N NaOH 또는 1 N HCl을 사용하여

pH를 3.0~11.0으로 조절한 후 20℃, 암소에서 8주간 저장하면

서 홍국색소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Fig. 3과 같다.

Fig. 3과 같이 산성영역인 pH 3.0에서는 저장 3주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97.2%로 약 2.8%의 낮은 감소율을 나타내었

으며, 그 이후 저장기간에 길어짐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8주째에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88.6%로

약 11.4%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pH 5.0 및 pH 7.0에

서는 저장기간 1주째부터 홍국색소의 함량이 감소되기 시작

하여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76.2%,

75.5%로 약 23.8%, 24.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pH

9.0인 알카리 영역에서는 저장기간 1주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

량의 96.9%로 약 3.1%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저장기간 8주째

에는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80.8%로 약 19.2%의 감소율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pH 5.0 및 pH 7.0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

적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pH 11.0의 강 알카리 영역

에서는 저장기간 1주째에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96.8%로 pH

9.0일 때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

라 안정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8주째에는 초기 홍

국색소 함량의 75.5%로 약 24.5%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본 실험에 이용된 홍국색소

는 산성영역과 알카리 영역의 2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안정함

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pH 4.0~8.0 영역에서

의 감소율은 4.2~5.5%로 비교적 안정하였으나 pH 9.0에서의

감소율은 13.7%로 pH가 3.0 이하로 낮아지거나 9.0 이상으로

높을 경우에 감소율이 높았다는 Park 등[21]과 Lim 등[15]의

보고와 유사하였으나, Kim 등[11]이 Monascus anka 배양액으

로부터 추출한 색소의 경우는 pH 2.0~12.0 범위에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나 균주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기산에 대한 안정성

식초에서 나는 신맛은 acetic acid에 의한 것으로 식초에는

약 4%가량 포함되어 있는데 식초의 원료로 사용되며, citric

acid는 레몬이나 덜 익은 감귤 등 감귤류의 과일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보통 과즙ㆍ청량 음료에 첨가하거나 음료에

신맛을 내는 데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lactic acid는 요구르트

등의 발효유 및 젓산균 음료에 함유되어 있는데 신맛이 나며

식용으로는 과일엑기스ㆍ시럽ㆍ청량 음료의 산미제로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식품에 천연색소인 홍국색소를 첨가할 경우, 유기산

에 대한 색소의 안정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

어 홍국색소 추출물에 acetic acid, citric acid 및 lactic acid를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하여 20℃, 암소에서 8주간

저장하면서 홍국색소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Fig.

4와 같다.

Fig. 4와 같이 acetic acid를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

하였을 때 저장기간 2주까지는 홍국색소 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홍국색소 함량은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4주째에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

량의 93.3%, 93.4% 및 93.4%로 약 6.7%, 6.6% 및 6.6%의 감소율

을 나타내었고,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

의 83.8%, 85.7% 및 85.0%로 약 16.2%, 14.3% 및 15.0%의 감소

율을 나타내었다(A). Citric acid를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한 실험에서는 저장 2주까지 홍국색소 함량의 변화가 낮

았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홍국색소 함량은 점차 감

소하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

량의 86.8%, 86.8% 및 85.9%로 약 13.2%, 13.2% 및 14.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B). 또한 lactic acid를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한 실험에서는 acetic acid 및 citric acid와 마찬

가지로 저장기간 2주까지는 홍국색소 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

었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홍국색소 함량은 점차 감소

하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

의 84.8%, 84.8% 및 84.9%로 약 15.2%, 15.2% 및 15.1%의 감소

율을 나타내었다(C).

이러한 결과를 보면 3가지 유기산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

며 3가지 유기산중 lactic acid 첨가 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대조구와의 차이는 약 0.1%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본 연구에 사용된 홍국색소는 유기산 하에서는

비교적 안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Kim 등[11]은 홍국균 균체내

의 색소는 실온에서 20시간 보관시 propionic acid, formic

acid, butyric acid 및 malic acid 존재하에서 13~45% 범위로

분해되었고, tartaric acid와 citric acid 첨가시에는 63~8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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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organic acid on the stability of pigment produced

from Monascus sp. MK2 during storage at dark condition.

Stability rate of pigment (%) was calculated by the ratio

of degradation rate of monascus pigment from Monascus
sp. MK2 at room temperature after storage for 8 weeks in

the three organic acid addition concentration conditions

(acetic acid, citric acid and lactic acid, 0.1, 0.3 and 0.5%,

respectively).

분해되어 이들 유기산은 색소의 안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citric acid 첨가시 색소

의 안정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Lim 등[15]의 결과

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용한 균이나

유기산 첨가 농도 및 시료 조제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합성항산화제와 천연물추출물의첨가에따른태양광안정성

홍국색소를 비롯한 많은 천연색소는 빛, 열, pH, 금속이온

등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약하고 식품에서 가공 또는 저장

과정 중에 쉽게 탈색되는 결점이 있다[23]. 일반적으로 합성

항산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Vitamin-C는 그 효과와 안정

성 때문에 주로 사용해 왔지만 경제성 등의 문제로 인하여

대체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무해

하고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천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오

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천연

항산화제는 식물 유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국색소

추출액에 합성 항산화제로서 Vitamin-C를 0.1%, 0.3% 및 0.5%

로 첨가하여 홍국색소의 함량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천연물로

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고 Jeong 등[7]이 보고한 복분자와

생강 추출물을 홍국색소 추출액에 0.1%, 0.3% 및 0.5%로 각각

첨가하여 태양광 조건에서 8주간 저장하면서 홍국색소의 함

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ig. 5에서의 (A)와 같이 합성 항산화제로서 Vitamin-C를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하였을 때 저장 1주부터 홍국

색소의 함량이 점차 감소되기 시작하여, 저장기간 4주째에 각

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86.1%, 84.7% 및 83.9%로 약 13.9%,

15.3% 및 16.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고,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69.5%, 67.2% 및 67.2%로 약

30.5%, 32.8% 및 32.8%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천연물로서 Fig. 5에서의 (B)와 같이 복분자 추출물을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한 경우에는 저장초기에 구기자

추출물 첨가구와 비교시 비교적 안정하다가 저장기간 6주째

부터 안정성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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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vitamin C and rubi fructus, ginger extracts on

the stability of pigment produced from Monascus sp. MK2

during storage at sun light condition. Stability rate of pig-

ment (%) was calculated by the ratio of degradation rate

of monascus pigment from Monascus sp. MK2 at sun light

condition after storage for 8 weeks as the vitamin C and

rubi fructus, ginger extracts addition concentration con-

ditions (0.1, 0.3 and 0.5%, respectively).

83.9%, 86.1% 및 87.5%로 약 16.1%, 13.9% 및 12.5%의 감소율

을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

량의 76.8%, 79.8% 및 81.9%로 약 23.2%, 20.2% 및 18.1%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C)와 같이 생강 추출물을 각각 0.1%,

0.3% 및 0.5%로 첨가한 경우에는 저장 초기에 구기자, 복분자

추출물 첨가구와 비교 시 비교적 안정하다가 저장기간 3주째

부터 안정성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93.0%, 94.2% 및 93.8%로 약 7.0%, 5.8% 및 6.2%의 감소

율을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 8주째에는 각각 초기 홍국색소

함량의 83.5%, 84.6% 및 84.7%로 약 16.5%, 15.4% 및 15.3%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천연물 첨가구 모

두에서 첨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홍국색소의 안정성 또한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실험에 사용된 Monascus

sp. MK2 균주가 생산하는 홍국색소의 안정성은 합성 항산화

제 및 천연물 추출물 첨가구 모두에서 대조구과 비교시 매우

높은 안정성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천연물 추출물 첨가구

모두에서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이로써, 홍국색소를 식품이

나 다른 상품에 이용 시 보존제로서 기존의 합성 항산화제에

의존하던 것을 천연물의 첨가로서 천연 항산화제의 개념에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홍국색소가 가지고 있

는 기능성과 천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의 복합적인

요소로서 이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색소의 분해와 항산화 활성 및 기타 생리활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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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Monascus sp. MK2 균주가 생산하는 홍국색소의 안정성

전춘표1ㆍ이중복2†ㆍ권기석2*

(
1
안동과학대학교 의약품질분석과,

2
안동대학교 생명자원과학과)

본 연구에서는 Monascus sp. MK2가 생산하는 홍국색소의 안정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에서 광 안정성에서는

암 조건>자외선>실내(형광)>태양광 조건 순서로 안정하였으며, 온도에 대한 안정성은 온도가 증가하고 저장시간

에 길어짐에 따라 홍국색소의 감소율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 pH에 대한 안정성은 전체적인 pH 영역에서

비교적 안정하였으며, 유기산 첨가에 대한 홍국색소의 안정성은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합성 항산화제와 천연물

추출물 첨가시에는 안정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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